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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청춘이 메말라 가는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에서, 너를 만난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야. 한국에서 이 만 리 떨

어진 이 황무지에서, 우리가 같이 보내온 이 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나에게는 내 인생의 봄과도 같았어. 그래

서 내가 그렇게 자주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흥얼거렸나 봐. 이따금 너를 보고 있으면, 은은한 향기가 

코 끝에 맴도는데, 이것이 너의 체취인지, 혹은 하나 둘 쌓여온 너에 대한 사랑스러운 기억들인지, 잘 구분

이 안 갈 때가 있어. 주말 저녁, 감미로운 와인 위로 흘러나오는 재즈는 새침한 외모와 단아한 옷차림, 고운 

마음씨를 가진 너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렸어. 그에 반해, 김빠지고 식어버린 맥주 같은 나란 남자는, 참 많

이 부족하기도 하구나. 일, 학업, 자격증 공부에 파묻혀, 네가 그렇게 원하던, 가까운 유럽 여행 한번 같이 못 

간 게 이제서야 너무나도 후회스럽구나. 이제 곧 꿈을 향해 멀리 떠나는 너지만,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에, 

슬프게 또한 기쁘게 응원해. 부디 뉴욕에서도, 지금처럼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내렴.  

  

In this desert that is drying up our youth, I’ve been so lucky to have met you. These two years that you and I 

have spent together in this wasteland thousands of miles away from Korea has been the springtime of my 

life. Maybe that’s why I’ve so often been humming Busker Busker’s song “Cherry Blossom Ending.” When I 

look at you, I can sometimes sense a mild fragrance floating around my nose; and I can’t tell if it’s your scent 

or the beloved memories about you that have stacked up one after the other. The jazz we listened to over a 

glass of sweet wine on a weekend evening was a perfect match with the view of you in your neat dress, coy 

expression, and kind heart. Placed beside you, I’m just an unworthy glass of lukewarm beer. In retrospect, I 

now have much regret about not being able to take you on a trip to Europe - which you had wanted so 

much - because of all my work, study, and preparation for the certificate exams. You’ll soon be leaving to a 

remote place in search of your dream; and, understanding your decision better than anybody else, I’m 

rooting for you with a smile through my sadness. I truly wish you the same beauty and happiness you have 

now in your new life in New York. 

 

청춘이 메말라 가는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에서, 너를 만난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야.  

In this desert that is drying up our youth, I’ve been so lucky to have met you. 

 

한국에서 이 만 리 떨어진 이 황무지에서, 우리가 같이 보내온 이 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나에게는 내 인생

의 봄과도 같았어.  

These two years that you and I have spent together in this wasteland thousands of miles away from Korea 

has been the springtime of my life.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주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흥얼거렸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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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be that’s why I’ve so often been humming Busker Busker’s song “Cherry Blossom Ending.” 

 

이따금 너를 보고 있으면, 은은한 향기가 코 끝에 맴도는데, 이것이 너의 체취인지, 혹은 하나 둘 쌓여온 너

에 대한 사랑스러운 기억들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  

When I look at you, I can sometimes sense a mild fragrance floating around my nose; and I can’t tell if it’s 

your scent or the beloved memories about you that have stacked up one after the other. 

 

주말 저녁, 감미로운 와인 위로 흘러나오는 재즈는 새침한 외모와 단아한 옷차림, 고운 마음씨를 가진 너에

게 너무나도 잘 어울렸어.  

The jazz we listened to over a glass of sweet wine on a weekend evening was a perfect match with the view 

of you in your neat dress, coy expression, and kind heart. 

 

그에 반해, 김빠지고 식어버린 맥주 같은 나란 남자는, 참 많이 부족하기도 하구나.  

Placed beside you, I’m just an unworthy glass of lukewarm beer. 

 

일, 학업, 자격증 공부에 파묻혀, 네가 그렇게 원하던, 가까운 유럽 여행 한번 같이 못 간 게 이제서야 너무

나도 후회스럽구나.  

In retrospect, I now have much regret about not being able to take you on a trip to Europe - which you had 

wanted so much - because of all my work, study, and preparation for the certificate exams. 

 

이제 곧 꿈을 향해 멀리 떠나는 너지만,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에, 슬프게 또한 기쁘게 응원해.  

You’ll soon be leaving to a remote place in search of your dream; and, understanding your decision better 

than anybody else, I’m rooting for you with a smile through my sadness. 

 

부디 뉴욕에서도, 지금처럼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내렴.  

I truly wish you the same beauty and happiness you have now in your new life in New York. 


